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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기술을 활용하

여 설계 및 시공 시 상당한 기술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

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BIM 기술에 대한 

관심은 초기의 도입시기와는 확연히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BIM 기술은 건축분야에서 시작되어 빌딩 프로젝

트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대상 사업에 의무적으

로 적용되고 있다1). 그러나 토목분야에서의 BIM은 공

종의 다양성과 공간적 적용범위의 방대함으로 인해 건

축분야처럼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Digital Mock-Up (DMU)을 통한 설계 검토, 4D/5D 

시뮬레이션, 안전관리 및 장비 시뮬레이션과 같이 시

공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BIM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토목분야에서의 BIM 활용 기술은 주로 시설물에 대

한 데이터 모델링에 초점을 맞춘 분야와 3차원 시각화 

기술을 이용한 가상건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요소 

식별 및 정보의 구조화 등 데이터 모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교량 구조물2-4)과 도로5-6)에 대한 연구들이 많

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가상건설 분야는 3

차원 시각화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시공현장에 대한 

가상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공사관리에 활용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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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interest in the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technology has risen remarkably due to the effects on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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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equipment were input as a database, and the virtual construction model was manipulated in the equipment operation planning. 
Through the BIM-based virtual construction, including the verification of alternative construction method, 311 million won was saved and 
the construction period was shortened by 87 days compared to the original plan.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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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ing during equipment operation can be effectively removed in advance by the interactive work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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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가상건설 관련 연구들은 프

로젝트 수준의 공정관리 분야와 건설안전을 고려한 운

영 수준의 시뮬레이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프로젝트 

수준의 공정관리는 전통적인 공정 관리기법에 3D 시

각화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의 진행상황을 가시화하는 

4D CAD가 대표적이고7-9), 시설물의 부위가 어느 시점

에 생성되는지를 공정표와 연계하여 시각화한다. 반면, 

운영 수준의 시뮬레이션은 실제 작업 수준에서 장비거

동 모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장비운영 효율

화를 목표로 한다10). 특히, 가상건설 환경에서 건설장

비 운영에 대한 연구는 장비거동 프로세스의 최적화11), 

장비 위치의 최적화12), 장비 작업공간의 분석13), 사용

자 상호작용 방식의 장비선정 및 시뮬레이션 기법14)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토목시공분야의 실

제 프로젝트에 BIM이 적용되기 시작했다15). 초기의 

BIM 기술은 3차원 철근 정보모델을 이용하여 교량의 

상세설계를 검토하고 3차원 기하모델과 구글 어스

(google earth)를 연계시켜 가상현장을 구축하는 수준이

었다. 그 후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BIM을 적

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BIM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

고 그 적용도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3차

원 설계, 샵 드로잉, DMU, 안전관리 및 장비 시뮬레이

션과 구조계산, 견적산출, 시공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엔지니어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16). 특히, BIM의 적

용분야 중 시공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DMU, 

안전관리 및 장비 시뮬레이션인데, 이 중에서 안전관

리 및 장비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는 초기 단계로서 이 

연구들이 실제와 동등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건설현

장과 구조물에 대한 정밀한 가상현장 구축, 건설장비 

제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모델링, 3D 모델과 4D 공정

데이터에 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토목분야의 경우 

BIM을 3차원 기반의 설계 검토와 더불어 가상현장 구

축을 통한 장비운영 관련 연구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

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이 시스템 개발에 편중되어 있

어 실제 현장에 적용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건설 기반의 안전관리 및 장비운

용 시뮬레이션 기법의 현장 적용성을 분석하고, BIM 

기술을 현장에서의 장비운용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BIM 기반의 가상건설 기술을 

시공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용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장비운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축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한 장비운용을 

위해 현장과 구조물에 대한 3D 가상현장 모델을 구축

하고자 한다. 실제 장비 제원 및 성능에 기반한 3차원 

장비모델을 구축하고 장비운영 시뮬레이션에 적용하

여 가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하고 작업 스케줄을 

반영하였다. 또한, 가설 시뮬레이션에 아바타(avatar)를 

활용하여 작업자의 위치와 임무를 분석하였으며, 작성

된 시나리오를 실제 가설공정과 비교하여 개발된 기술

의 효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2. 토목시설물의 건설정보모델 활용

BIM이라는 용어는 1992년 발표된 논문17)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BIM의 개념은 1970년대

부터 통합된 건설분야의 정보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

를 통해 정립되어 왔다. BIM 분야의 선구자 중 하나로 

알려진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Charles 

Eastman 교수는 1970년대부터 BIM 분야를 주로 연구해 

왔으며18), 1980년대 중반까지 유럽과 미국 일부에서 

Building Model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BIM의 개념

이 정립되었다. 그 후 Virtual Building 개념을 도입한 소

프트웨어들이 개발되었지만, 소프트웨어 간에 정보가 

호환되지 않아 독립적으로 이용되다가 1994년 결성된 

비영리단체인 International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 

(IAI)를 통해 이종의 소프트웨어에서 모델의 정보교환 

표준 포맷으로서 Industry Foundation Classes (IFC)가 제

안되었다. IFC는 1996년 0.96버전이 최초 제안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 버전은 2013년 

ISO/DIS 16739로 제정된 IFC 4이다.

건축 구조물에 포함되는 빌딩은 좁은 지역에 국한된 

특성을 갖지만, 토목 구조물은 빌딩 보다 넓은 공간적 

특성을 갖는다. 즉, 빌딩 공사는 한 곳에서 수직으로 

층별 공간을 창출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에 반해, 

토목 구조물 공사는 넓은 지역에 걸쳐 수직적인 공간

과 수평적인 공간을 동시에 창출하는 프로세스로 진행

된다. 특히, 철도 시설물에 대한 프로젝트는 역사

(station)를 포함하여, 교량, 터널, 옹벽, 노반 등과 같이 

여러 구조물들이 연속성을 갖고 구성되기 때문에 더욱 

복합적이다. 이러한 토목 시설물 프로젝트의 광범위성

과 다양성 때문에 건설정보모델 구축이 건축분야보다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토목 시설물에 대한 건설정보모델은 대표적으로 3차

원 설계검토, 3차원 지반모델 생성,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설계분야에서의 BIM 활용은 기존

의 설계수준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모든 설

계과정이 3차원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시공,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 건설 프로젝트의 전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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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를 다룰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가 가능해진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BIM 작성 도구는 

대부분 매개변수를 사용해 3차원 모델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차원 모델을 수정할 때에도 2차

원 설계 도면이 연동되어 수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2차

원 설계도면을 수정할 필요가 없고 설계 속도가 빨라진

다. 또한, 3차원 철근 배근에 대한 공사 전 간섭 및 형상

검토를 통해 시공성을 확인하고 수량산출 작업에 활용

할 수 있다. 즉, 수량산출 단계에서 3차원 모델을 활용

하여 복잡한 형상의 구조물에 대해 정확한 수량을 산출

하여 수량오차를 줄이고, 철근 손율을 최적화하여 철근

의 손실을 줄인 최근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19).

지반 모델은 지반 보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원 모

델로 구축된다. 즉, 보링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토

질에 대한 3차원 좌표를 취득하고, 이들 좌표를 보간법

으로 서로 연결하여 3차원 지반 모델을 생성한다. 지반 

모델은 토질 종류별 절⋅성토량을 산정하고, 기초의 

종류, 소요되는 장비 또는 토공 방법을 계획하는데 유

용하게 활용된다. 

BIM 기반 공사관리는 관리자에게 시간과 공간을 복

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작업을 계획하고, 보다 시각적인 

시공 계획 및 기성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D/5D 시뮬레이션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병목현상을 탐지하는 의사소통 도구와 협업을 증진시

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공기변화에 따른 변경 보고

용 문서를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BIM 기반 가상현실 기법은 공사의 위험관리 영역에

서 효과적이다. 즉,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안전관리분야에서 필수적인 도구로써 활

용이 가능하며, 3차원 가상현장을 구축하고 공정과 연

계하여 각 공종이 시작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사 안전관리

에 활용할 수 있다.

3. 장비운영 시뮬레이션을 위한 건설 정보모델 구축

BIM 관련 소프트웨어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과거에 

구현하지 못했던 건설 정보모델을 쉽게 구현할 수 있

게 되었고, 지형, 건설장비, 아바타, 구조물, 지장물 관

련 모델들을 독립적 또는 통합하여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상현장 구성 시 건설 정보모델은 

각각의 모델이 구현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구축순

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형을 시작

으로 구조물, 지장물, 건설장비와 아바타의 순서로 구

축한다.

Fig. 1. Composition of aerial photograph and 3D terrain model.

지형정보 모델은 정밀 항공측량 데이터나 등고선으로 

표현된 지형도를 사용하여 3차원으로 구축할 수 있다. 

해당지형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글 어스를 활

용하여 3차원 지형좌표를 획득한다. 3차원 지형 모델을 

사용하면 실제 현장을 가상의 3차원 공간에 구축할 수 

있고, 계획 단계에서 구조물 계획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측면에서 주변 경관(view)을 고려한 계획을 포함

한 다양한 검토가 가능해진다. 지형 표면(surface) 혹은 

불규칙 삼각망(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TIN)을 이

용하면, 경사, 고도, 방향, 음영, 가시거리, 절단면 분석 

등 다양한 지형해석이 가능하고, 관련 도로계획 시 선형

과 종단에 따른 토공량을 쉽게 산출할 수 있어 최적노선 

선정 및 계획에 매우 유용하다. 

Fig. 1과 같이 TIN 지형모델과 항공사진을 합성하면 

3차원 시각화가 가능하다. TIN 지형모델은 고유의 좌표

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모델과 통합하는 경우 정

확한 위치를 고려하여 작업할 수 있다. 등고선으로 작성

된 지형을 TIN 지형으로 변환하는 작업은 Autodesk사의 

Civil3D나 Bentley사의 Inroad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구조물에 대한 3차원 모델은 전체 형상검토 및 실

시간 단면검토를 통한 구조물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BIM 정보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상용 소프트웨

어는 Bentley사의 Microstation과 Autodesk사의 Revit을 

예로 들 수 있다. Microstation은 2차원으로 설계된 평

면도와 단면도를 교차하여 합성하고 대상 구조물의 

치수를 입력하여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때 유리하다. 반면, Revit은 각각의 구조 요소별 라이

브러리를 바탕으로 각 구조물에 맞는 유형편집 기능

을 이용하여 치수를 변화시키면서 모델링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들은 서로 다른 모델 구현방식을 가지

고 있어 결과파일은 상호호환 되지 않지만, IFC 형식

으로 변환하면 3차원 형상을 포함한 모델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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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utodesk revit structure

(b) Bentley microstation

Fig. 2. Compatible examples of IFC-based 3D bridge model 
geometry.

Fig. 3. Visualization of specifications and performance information 
of virtual equipment.

호환이 가능하다. Fig. 2는 동일한 구조물을 대상으로 

Revit과 MicroStation을 통해 구축된 3차원 모델 간 호

환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건설장비나 현장인력에 대한 정보모델링은 구조물이

나 지형에 대한 정보모델과는 달리 장비의 실시간 움

직임을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건설장비는 Fig. 3과 같

이 장비제원을 바탕으로 가상현장 플랫폼 안에서 실제

와 동등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 이때, 장비의 제원뿐만 

아니라 운동속도에 대한 특성정보도 입력이 가능하다. 

다양한 건설장비에 대한 모델은 라이브러리 형태로 구

축이 가능하다. 건설공사의 초기 시공단계에서 장비 사

용에 따른 사고 위험도가 가장 높으며20-21), 특수한 제약

조건이 존재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을 시공할 때 2D 도

면과 장비의 제원표에만 의존한 경험적 시공계획을 수

립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장비의 용량 초과 및 간섭문

제로 인해 공사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장비의 전복이나 타 구조물과의 간섭 등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공사기간의 지

연으로 인해 건설비용의 증가를 피할 수 없다. 건설장

비 라이브러리가 구축되면 장비의 작업 속도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용량의 장비를 선정하는데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모델 기반 건설장비 모델링은 이

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장인력 모델링은 건축분야22)와 달리 현장에서 실

제 근무하는 직원을 참조하여 만들었으며, 실제 현장

에서 착용하는 복장까지 동일하게 모델링하였고, 아바

타라 명명하였다. 아바타는 구축된 가상현장 안에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도 측정업무에 활용된다. Fig. 4

와 같이 아바타는 가상현장 안에서 미리 설정해 놓은 

위험요소에 대한 위치정보와 작업시점을 파악할 수 있

게 해준다. 

또한, 여러 공종에 대한 작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회

의에서 이와 같은 시연을 통해 실제 시공 시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작업자들

에 대한 현장교육에 활용하여 작업자의 작업 이해도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관리자는 지형, 구조물, 건설장비, 아바타 등을 포함

Fig. 4. Visualization of site safety factor using av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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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상현장을 기반으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음

과 같은 검토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구조물 모

델링 과정에서 기존 2차원 도면 기반의 설계 자료의 

오류를 찾아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지연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둘째, 시공 전에 장비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여 장비용량 산정오류로 인한 장비의 전

복이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아바

타를 포함한 가상건설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 구축된 

지형 및 구조물 모델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

조물을 공정과 연계시켜 각 공정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검토 자료는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구축된 지형 정보

모델에 구조물을 미리 배치시켜 이용자 측면에서 구조

물과 주변 경관의 조화를 확인할 수 있다.

4. 고속철도 횡단 강거더 거치 시뮬레이션

4.1 가상건설 장비 시뮬레이션 적용현장 개요

본 연구에서 가상건설 장비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현

장은 호남고속철도 1-1 공구 중 미호천을 횡단하는 오

송고가 현장이다. 오송고가는 격자형 강합성 거더를 

갖는 국내 최초의 다경간 연속 철도교 형식으로서 2경

간의 총 연장 180 m이고, 600 ton의 주거더와 400 ton

의 횡거더로 구성되며, 기존 고속철도교(경부고속철도)

를 횡단하는 입체교차 구간이 있다. 해당 구조물 건설

을 위해 당초에는 지브 크레인 공법을 선정하였으나, 

크레인 설치 및 해체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교각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문제가 제기

되었다. 결국, 제기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기

간을 단축하기 위해 크롤라 크레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법을 변경하고, BIM 기반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이용

해 이와 같은 대안 공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대안공법의 공정계획에 따라 총 3일 동안 고속철도

가 운행되지 않는 하루 약 4시간 이내에 가설작업을 

신속하게 마쳐야 했다. 이를 위해 크롤라 크레인의 최

적 작업위치 선정, 가설 중 크레인과 전차선과의 간섭 

및 장비의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했다. 또한, 주

요 작업이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

고나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었다. 

특히, 기존 경부고속철도와의 이격거리가 협소해 강거

더 거치계획 시 간섭 검토 및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

했기 때문에 BIM 기반 가상현장 장비운영 및 안전관

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대안 공법의 시공성을 검토하였

고 그 활용방안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Application of BIM-based equipment operation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Application

Detailed 
review 

of crane

Optimum Selecting the operational position of crane through 
try & error

Detailed review of the appropriateness of attached equipment 
using 3D crane model

Examination of lifting load and safety through equipment 
simulation system

Interference checking using 3D detailed model

Crane 
installation

Checking of worker’s moving line according to simulation based 
on time schedule

Visualization of actual mounting by equipment simulation

Safety education for workers using virtual construction 
simulation

Decision of specification and position of temporary shoe through 
3D model

Countermeasure Drafting for possible accidents through 
simulation

Process
meeting 

Provide more realistic materials than existing drawings

General 
milestones

Review of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 according to time 
schedule simulation

4.2 강거더 거치 시뮬레이션을 위한 건설 정보모델 및 공

사관리 시스템의 구축

본 연구에서는 Microstation을 이용하여 정확한 좌표

와 구조물 치수를 바탕으로 3차원 지형과 구조물 모델

을 작성하고 현장사진 및 현황을 조합하여 실제와 거

의 동일한 가상현장을 구축하였다. 3차원 가상현장은 

실제 지형측량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차

량과 장비, 인력의 이동을 실제처럼 모사할 수 있다. 

강거더 거치 작업에 대한 세부 공정과 작업자 배치 계

획수립을 위해 가설 시설물에 대한 상세 모델도 함께 

구축하였다. Fig. 5는 본 연구에서 구축된 BIM 기반 공

사관리 시스템의 화면 구성을 나타내며, 별도의 프로

그램 없이 웹 기반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공사관리 시스템에서는 작업일보, 사진관리, 문서관리

와 같은 시공자료 관리, 시공단계별 가상의 시뮬레이

션을 위한 화면전환, Time Table을 이용한 단계별 시공

진행 현황, 작업자 별 점검사항, 크레인의 인양하중 및 

안전중량 그리고 3차원 모델을 통한 정확한 좌표 확인

이 가능하다.

오송고가 현장에 사용된 1,350톤 크롤라 크레인은 

독일 LIEBHERR 사의 LR-11350 모델이다. 국내 최대 

인양실적은 803톤 인데, 오송고가 강거더의 최대 인양

중량이 600톤이므로 작업 규모와 장비용량에 여유가 

있다. 그러나 크레인은 붐의 길이나 각도에 따라 인양

효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안전성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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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pecifications and 3D models of equipment.

Fig. 7. Construction worker model (worker (left), avatar (right)).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Fig. 6과 같이 대상 크레인의 

실제 제원과 운행성능에 대한 각종 제원을 시스템에 

DB로 구축하여 시스템 상에서 직접 조종 및 운용이 

가능한 3차원 능동제어형 장비모델을 구축하였다.

장비모델과 함께 현장 내 작업자의 안전관리와 작업

자별 역할 및 책임 부여를 위해 건설 인력모델 아바타

를 구축하였다. Fig. 7과 같이 아바타는 실제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 모습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아바타는 

가상현장 안에서 직접 이동이 가능하고, 작업자 관점

에서 가상현장을 관찰하는 기능을 갖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검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4.3 강거더 거치 시뮬레이션과 현장 작업의 비교

본 연구에서 개발한 BIM 기반의 가상건설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상황과 동등한 가상건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가설 시뮬레이션 시 가상현장 내의 장비

와 아바타를 조정하는 BIM 기술자, 공사관리 담당자, 

안전관리 담당자, 장비운전 담당자, 설계 엔지니어 등

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했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논

의하고 장비운영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3

일이 소요되는 강거더 거치계획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횡거더(A), 종점부 주거더(B), 시점부 주거더(C)의 순

서로 가설 작업을 계획하였다. Table 2에는 가상건설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세부 공종별 예상 소요시간

을 정리하였다.

가상건설 시뮬레이션 시 기존에 운행 중인 고속철도

의 전면차단시간은 횡거더 2.5시간, 종점부/시점부 주

거더 3.5시간으로 가정하였다. 거더의 거치작업 시 무

전상태 확인 및 신호체계를 담당하는 신호수 2인, 볼트 

연결 및 임시 교좌장치에 안착을 담당하는 교각상부 

작업자 10인, 인양로프 운용을 위한 유도자 4인을 배치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크레인의 안전성 검토를 위

Fig. 5. Application of Web-based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using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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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ime Table for girder installation

Sub-work
Time (min)

A B C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30 30 30

Normal 
operation

Check the installation status of safety facilities 10 10 10

Check crane fixing position 20 20 20

Lifting wire and shackle fastening 10 10 10

Check lifting wire and shackle fastening 05 05 05

Preparing for lifting of transverse girder 10

Preparing for lifting of main girder 70 70

Operation of measurement system of transverse 
girder 05

Operation of measurement system of main girder 05 05

Lifting of transverse girder 15

Lifting of main girder 15 15

Raise the girder to bottom of track 15 15 15

Sub-total of working time 120 180 180

Request of shutdown 05 05 05

Shut
down

Shutdown check 10 10 10

Raise the box to top of pier 20 20 20

Move the box to transverse 15 15 15

Adjustment before connection 10 10

Fastening upper plate of the box before 
connection

10 10

Fastening web of the box before connection 20 20

Fastening lower plate of the box before 
connection 10 10

Bolt tightening 45 45

Move to the top of temporary shoe 15

Direction adjustment 20

Settling on top of temporary shoe 10 10 10

Mount checking 15 15 15

Dismantling of lifting wire and shackle 10 10 10

Removal of workers and safety facilities 10 10 10

Move crane 20 20 20

Sub-total of working time 150 210 210

Request to cancel shutdown 05 05 05

Normal 
operation

Check for normal operation of trains 10 10 10

Tidy up the field 15 15 15

Sub-total of working time 30 30 30

Total of working time 300 420 420

해 안전중량 대비 인양중량의 비율을 확인하였으며, 

횡거더 인양 시 49.8%, 거치 시 57.8%, 주거더 인양 시 

61.5%, 거치 시 64.2%로 산정되어 충분한 안전율을 확

보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Fig. 8은 가상건설 시뮬레

이션 결과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성된 작업 시간표에 

따라 실제 시공되는 현장 사진을 비교한 것이다. 즉, 

(a) Lifting and mounting transverse girder

(b) Task of the operator in mounting the transverse girder

(c) Lifting of end point girder

(d) Mounting of end point girder

(e) Adjustment of start point girder before installation

Fig. 8. Comparison of virtual construction simulation (left) and 
actual construction (right).

왼쪽 그림들은 3차원 가설 시뮬레이션 중 캡쳐된 것이

고, 오른쪽 그림들은 동일한 시간대에서 현장에서 실

제 시공 사진이다. 실제 작업 시 시공순서, 장비의 작

동, 작업자들의 동선 등이 시뮬레이션 결과와 거의 동

일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

한된 시간 안에 오송고가 강거더 구간의 거치작업을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었다. 

4.4 현장 적용성 분석

본 절에서는 BIM 기반 가상건설 시스템을 실제 공

사에 적용하여 대안 공법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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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통해 선정한 대안공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존 공법과 비교하여 사업비 및 공사기간에 대한 효

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업비 측면에서는 BIM 

기반의 가상건설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브 크레인 대신 

크롤라 크레인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

함에 따라, 실제로 강거더 가설 공사비에서 2.23억 원

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지브 크레인을 이용하는 

경우 임시로 교각을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55 ton의 철

근 자재비 절감을 통해 0.88억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총 3.11억 원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투자대비 효과(Return on Investment: ROI)

는 식 (1)과 같이 산정한다. 본 사례에서는 BIM 구축과 

시뮬레이션에 1.2억 원이 투여되었으므로 공법 변경으

로 절감한 3.11억원을 함께 식 (1)에 대입하면, 단순하

게 계산해서 159%의 투자대비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공기 단축에 대한 효과는 계획된 공기를 

기준으로 식 (2)를 적용해 산정하였다. 당초 지브 크레

인을 이용할 경우 예정 공정이 90일이었으나, 공법을 

변경하여 실제 강거더 거치 기간을 3일로 단축하였으므

로 이를 식 (2)에 대입하면, 산술적으로 96.76%의 절대 

공기의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BIM 기법을 

이용해 대안 가설공법을 검토하고 상세 스케줄을 도출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3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시뮬레

이션은 가설 전에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절대공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량적 수치는 현재의 

대상 공종에 국한된 결과이며, BIM을 위험공종과 연계

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효과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

다고 판단된다.

 
  

       (1)

    

  

      

(2)

한편, 3차원 모델 구축을 통한 가시성의 증진은 현

장 프로젝트 참여자들 사이에 보다 활발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이끌었다. 기존 2차원 도면에 의존한 크레

인 장비운영 계획의 경우 세부적인 장비의 운행은 온

전히 운전자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운전 단계

별 작업자의 임무정의 및 안전대책 수립은 가설공사에

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발견하지 못

하는 관행적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BIM 기반의 시뮬레이션의 경우 3차원으로 가시화된 

장비의 단계별 운전 현황을 전 프로젝트 참여자가 명

확히 인식하고 가설 공정에 관여하는 참여자들이 다양

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공사 진행뿐

만 아니라 예상되는 위험요소의 도출하고 대책을 수립

하는 과정을 통해 작업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역할과 동선을 단계별로 세

밀하게 정의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장

치와 대책들을 미리 파악하고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작업 단계별 3차원 가시화는 가상현실 체험과 유사하

여 현장 작업자들의 몰입을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3

차원 가시화를 통한 시뮬레이션은 경제적 효과, 작업

시간 감축을 통한 정량적 효과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참여자의 참여도를 높여 제한된 시간 내에 목표한 공

사를 안전하게 완수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시뮬레이션은 지형과 구조물 모

델이 구축된 가상현장에서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비와 인력을 조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자들의 의견이 종합되는 성과를 얻었다. 다만, 본 연구

에서 적용한 웹 기반 가상건설 시스템에서는 크레인 

붐의 기울기와 중량에 대한 효율성을 사전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으나, 크레인

의 작업 속도는 즉시 반영할 수 없어서 별도의 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장비의 효율과 안전성에 

기반한 크레인의 작업 위치와 운전 방식을 결정할 때 

실제 제한된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결

국, 제한된 시간에 완료할 수 있는 작업 단계를 정의하

기 위해 trial-error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는 전체 BIM 

공정 중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 된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는 실시간 장비 시뮬레이션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유한요소해석처럼 전체 

시스템의 구조계를 해석하는 방법은 시뮬레이션의 효율

성 감소를 발생시킨다22). 그러나 현장에서 장비의 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장비의 작업 단계

가 필요하므로 주어진 작업 여건에서 장비의 작업 단계

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찾는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소음

과 분진 등 시공현장 주위의 환경 영향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된다면 3차원 건설 정보모델

의 적용성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IM 기반의 건설정보모델과 가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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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제 토목시공 현장에 적용하여 

안전관리 및 장비운용 시뮬레이션 기법의 효과를 검증

하고 그 결과를 공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공 상의 제약조건이 존재하는 호남고속철도 1-1 공

구 내 오송고가 강거더 거치 현장을 대상으로 지형, 구

조물, 건설장비, 건설인력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현장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가상건설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운용,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상세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크레인 가설작업 과정과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상건설 시뮬레이션 기법

은 지형과 구조물 모델이 3차원 정보모델로 구축된 가

상현장에서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장비와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장비운용 계획 수립 시 프로

젝트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작업 안전성을 확보한 최적의 시공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준다. 

(2) 3차원 가상건설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을 통

해 현장 작업자들이 숙지한 위치와 임무를 실제 시공

현장에서 제약된 시간 내에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기 때문에 가상건설 시뮬레이션이 현장에서

의 작업자 교육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3) 국내 설계 및 시공분야에서 건설 정보모델은 정

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단으로 인식

된 측면이 많으나, 사용자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

건설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참여자 사

이의 의사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위험요소의 발

견과 저감대책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였다. 

(4) 상세한 수준의 가상건설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한 상세모델까지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사현장보다는 위험

요소와 제약조건이 많은 공사현장에 적용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공종에 대하여 BIM 기

반 가상건설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159%의 ROI 값을 얻었으며, 공기의 경우 최초 수

립한 90일 공정계획을 3일로 줄였기 때문에 기존 계획

대비 96.76%의 단축 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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